n 공학설계입문 (Introduction of Engineering Design)
공학인이 갖추어야 할 기본소양과 창의적 설계능력을 기르기 위한 교과목으로 이론 강의와 작품설계
실험으로 구성된다. 이 과목을 통해서 공학인의 정의 및 필요한 능력 제안서 및 기술 보고서 쓰는
법, 프로젝트 추진 법, 팀워크를 통한 공동계발법등을 경험하고 공부한다
n 이산수학 (Discrete Mathematics)
컴퓨터과학 및 공학에 필요한 기초이론과 수학을 그 내용으로 하며, 집합, 수열, 논리, 순열, 조합,
비둘기집 원리, 관계와 방향 그래프, 함수, 그래프 이론, 순서관계와 구조, 트리, 반그룹과 그룹, 언
어와 유한 상태 기계 그룹과 코딩 등을 학습한다
n 컴퓨팅사고(Computational thinking)
컴퓨터 및 정보기술과 소프트웨어 개발 원리를 이해하고 간단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일상과 전공
분야의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 알고리즘을 찾는다.
n C/C++프로그래밍 C/C++Programming
객체지향언어의 개념과 특성에 대하여 이해하고 클래스의 개념과 정의방법, 상속, 가상함수, 함수 오
버로드와 연산자 오버로드 등 C++의 객체지향적 요소를 학습하고, Visual C++를 이용하여
Windows프로그램의 구현 방법도 학습한다.
n 운영체제 Operating Systems
운영체제의 각 도스인 프로세서 관리, 메모리관리, 파일관리, 보조기억 관리 및 분산처리의 기본개념
을 파악하여, 컴퓨터 시스템의 여러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운영체제의 기본 개념을 습득한다
n

자료구조 Data Structures

데이터의 기본개념과 컴퓨터내에서의 표현 방법인 스택, 큐, 리스트, 트리 구조 및 그래프 구조 등
다양한 구조의 데이터 표현 방식을 익히고, 이 구조들을 다루는 프로그램 작성능력을 기른다.
n 컴퓨터구조 Computer Architecture
연산, 제어, 기억, 입출력 장치의 구조 및 동작원리에 대해서 학습하고, 디지털 논리 설계 방법을 이
용하여 기본 컴퓨터의 설계와 소프트웨어 설계 방법을 배운다. 보다 고성능 컴퓨터설계를 위한 병렬
처리기법과 RISC 구조에 대해서도 학습한다.
n 확률및통계 Probability Theory and Statistics
자연과학 뿐만 아니라,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도 널리 이용되는 통계학의 기초이론을 학습하여 여러
응용분야에 적용시키는데 주안점을 둔다.
n JAVA프로그래밍 Java Programming
자바언어의 프로그래밍 환경을 이해함으로써 자바언어의 특장을 알 수 있다. 범용 프로그래밍 언어
이기 때문에 다른 범용언어와 같은 구문과 코딩규칙은 물론 고유의 추가적인 구문을 익힘으로써 객
체지향적인 언어로서의 특징을 발견하고 이를 구현 할 수 있다. 이처럼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언어의
구조와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의 특징을 기본적인 예제를 통해 학습하고 다양한 실습을 통해 자

바언어의 활용력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n 디지탈시스템설계 Digital System Design
본 컴퓨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입출력 장치, 메모리 장치의 구조, 멀티프로세서의 구성방법에
대해서 학습하고, 하드웨어 설계기법을 습득함으로써 컴퓨터 시스템 설계능력을 배양한다.
n 디지탈신호처리 Digital Signal Processing
연속 또는 이산신호계를 갖는 선형시불변 시스템의 특성과 수학적 모델링을 학습한 후, 이러한 시스
템의 해석을 위한 연속‧이산‧고속 Fourier변환, Laplace 변환 및 Z변환 기법을 취급하여 신호와 시스
템을 시간영역 및 주파수 영역에서 해석하는 기법을 터득한다.
n 시스템프로그래밍 System Programming
유닉스 운영체제의 구성을 이해함으로써 유닉스상에서의 시스템 프로그램 종류, 시스템 프로그래밍
과 시스템 호출의 개념을 정립하고 커널과의 인터페이스를 위해 제공되는 다양한 시스템 호출의 기
본 문법과 예제를 통해 파일 시스템 관리, 프로세스 관리, 주변장치 관리와 통신을 위한 시스템 프
로그래밍 기술을 배운다. 설계 및 응용력 배양을 위해 다양한 시스템 프로그램 예제를 실습하고 설
계 기초요소 및 제한요소를 포함하는 설계프로젝트를 수행한다.
n 알고리즘 Algorithms
프로그램 구성의 기본단위인 알고리즘을 이해시키고 알고리즘의 분석 및 설계방법을 학습하는 과목
으로써 알고리즘의 정의와 Undecidability, 시간 및 공간복잡도, 알고리즘의 분석법, Greedy 알고리
즘, 분할 해결법, 동적 프로그래밍, 탐색 알고리즘, 병렬 알고리즘, NP-problems와 근사알고리즘 등
에 관해 학습하고 실제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응용력을 향상시킨다.
n 공업수학 Engineering mathematics
컴퓨터공학 전공을 이해하기 위한 선형대수학, 복소수, 변환 등의 수학 내용을 학습하여 공학적 문
제를 풀 수 있는 기초적인 능력을 기른다. MATLAB 프로그램을 이용한 수학 문제 풀이 방법을 동시
에 학습한다.
n 네트워크 및 데이터통신 Network and Data Communication
직접전송경로 방법에 의한 두 장비 사이의 데이터를 전달하는데 사용되는 기술을 학습한다. 주된 내
용은 데이터통신의 일반적인 이해를 목적으로 표준화, 전송매체의 특성과 선정, 데이터전송기법, 전
기적 인터페이스, 데이터링크 프로토콜, 다중화기법, 공중데이타망의 접속, 터미널통신망 등의 기술
을 습득한다.
n 데이터베이스 Databases
데이터베이스의 기본 개념에서부터 E/R모델과 객체지향데이터 모델 등을 포함하는 데이터베이스 설
계를 학습한다.
n 마이크로프로세서 Microprocesser
CPU, RAM, ROM 및 주변장치와의 인터페이스 등 각종 소자에 대한 기본 개념을 배우고 마이크로

컴퓨터의 구성과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기초 지식을 배운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응용기
술을 실험해봄으로써 마이크로 콘트롤러를 이용한 자동화설계 능력을 배양한다.
n 모바일컴퓨팅과응용 Mobile Computing and Applications
일상을 변화시키는 모바일 컴퓨팅 환경과 스마트폰 서비스를 이해하고, 스마트폰의 구조와 성공한
앱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을 습득하여 새로운어플리케이션을
기획하고 개발한다.
n 소프트웨어공학 Software Engineering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경제적으로 제작하기 위한 공학적인 원칙을 다루는 과목으
로 소프트웨어 생명 주기의 단계별 프로세서와 활동 및 세부적인 과업들을 이해하고 개발방법론과
도구 그리고 개발관리기법을 학습한다.
n 네트워크프로그래밍 Network Programming
인터넷 프로토콜상에서 동작하는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을 학습하고, 이를 이용하여 몇 개의 프로토콜
계층 구조를 설계 구현하도록 한다. 구체적으로는 Socket, TLI, RPC 등에 관하여 학습하고, 이를 이
용하여 ftp나 telnet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한다.
n 데이터베이스프로그래밍 DATABASE Programing
데이터베이스에서 배운 기본 개념을 이용하여 SQL2의 표준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 SQL3의 제한
조건(Constraints), 트리거(triggers), 재귀(recursion)등의 고급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을 학습한다.
n 소프트웨어설계 Software Design
소프트웨어설계 과목은 품질이 우수한 소프트웨어를 작성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개발 과정을 습득하
고 팀프로젝트를 통하여 다양한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분석,설계하고 구현하는 기법에 대해 학습한
다. 분석 및 설계를 위해 Rational XDE도구를 활용하며 또한 전문가를 초청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실무경험을 듣고 팀프로젝트에 적용한다.
n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의 기본원리인 탐색 및 제어 전략, 생성시스템, 지식표현, 기호프로그래밍에 대하여 학습하
고, 심화된 내용으로 학습, 계획수립, 영상이해, 자연어처리 등을 강의와 세미나를 통하여 학습하여
인공지능의 이론 및 응용 전반에 관한 지식을 습득한다.
n 정보보호 Computer Security and Cryptology
암호의 기본 개념과 수학적 배경, 비밀키 암호의 정보이론에 근거한 안전성, 스트림 암호와 블록암
호(동기식스트림 암호, 자기동기식스트림암호, 블록암호의 사용모드), 비밀키 블록암호(DES, FEAL,
차분해독법, 선형해독법, MISTY 등), 공개키 암호(RSA 암호, Rabin암호, 역수암호, ElGamal암호, 타
원곡선암호, 확률암호 등), 상대인증 방법, 디지털 서명, 암호 프로토콜 등에 대하여 학습한다.
n 빅데이터분석 Bigdata Analysis
빅데이터에서 데이터 간의 관계, 패턴, 규칙 등을 찾아내고 모형화해 유용한 정보로 변환시키는 일

련의 과정에 관련된 이론을 학습하고 실습을 통해 실무 능력을 배양한다.
n 사물인터넷응용 Internet of things applications
자동제어 시스템에 대한 특성으로 모델링, 시스템응답, 안정도, 감도 등에 대한 기반기술을 확립하
고, 디지털 제어 시스템의 해석과 설계로 센서와 액튜에이터, 그리고 네트워크를 연결한 IoT 구축과
현장사례를 발표하고 해석한다.
n 이동통신네트워크 Mobile Communications Networks
전송, 통신망, 안테나, 시그널 인코딩, 대역확산과 같은 이동통신의 기본적인 지식을 다루고, 무선
랜과 셀룰러 네트워크와 같은 최신 무선 네트워크의 구조와 프로토콜에 대해서 이해한다.
n 임베디드시스템응용 Embedded System Application
임베디드 리눅스 응용의 실습장비를 통하여 임베디드 적용 환경에 대한 실습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임베디드 응용소프트웨어 제작능력 배양
n 컴파일러 Compiler
컴파일러의 설계 및 구현에 관한 이론 및 실제에 관해서 배우는 과목으로 인터프리터와 컴파일러,
구문분석, 파싱, Symbol table, 타입분석, 코드생성, 코드최적화 등의 방법론을 학습한다.
n 컴퓨터그래픽스 Computer Graphics
컴퓨터그래픽스를 위해 필요한 입출력장치의 이해, 사용자 인터페이스, 그래픽 프로그래밍 힌트를
기본으로하여 기하도형의 생성, 변환, Viewing 및 Shading이론을 배운다. 또 구현시 고려되어야 할
각종 알고리즘을 통해 컴퓨터그래픽스를 이해하고 그래픽 툴 개발 등의 응용력을 배양한다.
n 컴퓨터비젼 Computer Visions
Image와 Image model, 전처리 과정, Boundary detection과 Region growing 방법, Texture 와
Motion, 2차원 구조와 3차원 구조의 표현방법, 지식표현방법, Matching 및 Inference 알고리즘 등을
학습한다.
n SoC설계 SOC Design
프로세서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기능 블록들의 연결로 구성된 시스템을 하나의 칩에 설계 하는 기술
또는 그렇게 만들어진 칩을 SoC(System-on-Chip)라고 한다. 본 과목에서는 SoC 설계 과정과 구조
를 살펴보고 실습과 프로젝트를 통하여 블록(Intellectual Property Core, IP 코어)과 인터페이스 회
로를 설계해본다.
n 딥러닝 Deep learning
딥러닝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딥러닝이 활용되는 분야를 알아보고 딥러닝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
한다.
n 자연어처리 Natural Language Processing
인공지능의 한 분야인 자연어 처리과정은 프로그래밍언어가 아닌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인 자연어를

컴퓨터가 이해하고 처리하도록 하는 학문으로써 이 분야에 대한 기초 제반 지식을 학습한다.
n 휴먼컴퓨터인터페이스 Human computer interface
인간-컴퓨터인터페이스의 기본 개념과 인간 요소 관점에서 인간-컴퓨터 인터페이스를 설계하는 기
초 이론을 연구한다.
n 캡스톤디자인Ⅰ Capstone Design Ⅰ
4년동안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임의의 주어진 실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룹을 구성하여 그룹별
로 문제점을 찾아내어 과제를 수행하는 능력을 기르며 실제적인 졸업작품을 제작하여 발표한다.
n 캡스톤디자인Ⅱ Capstone Design Ⅱ
4년동안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임의의 주어진 실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룹을 구성하여 그룹별
로 문제점을 찾아내어 과제를 수행하는 능력을 기르며 실제적인 졸업작품을 제작하여 발표한다.

